
 

즉시 배포용: 2017년 6월 2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빙엄턴의 새로운 그린웨이 트레일(GREENWAY TRAIL)에서 진행 중인 

공사 발표 

 

다운타운, 사우스 사이드, 빙엄턴 유니버시티(Binghamton University) 등을 연결하는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5,900만 달러 규모 투자의 그린웨이 일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빙엄턴 다운타운과 사우스 사이드 인접지역을 

연결하게 될 420만 달러 규모의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를 건설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사는 브룸 카운티의 베스탈 소재 빙엄턴 유니버시티(Binghamton University)의 메인 

캠퍼스와 도시 사이의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를 건설하는 첫 번째 

단계의 공사입니다. 이 그린 웨이는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363번 

도로 게이트웨이(Route 363 Gateway) 다단계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Cuomo 주지사의 

5,900만 달러 규모 투자계획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경제 개발 계획을 보완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빙엄턴 인접지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복합 용도 트레일을 건설할 경우 지역사회를 보다 낫게 연결하고 보행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미래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및 레크리에이션은 이 지역의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전략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이 추가된 그린웨이를 통해 이 지역은 모든 이를 위해 더 강하고 

보다 건강한 뉴욕을 만들기 위해 지원하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이 건설 프로젝트의 첫 단계 공사에는 사우스 워싱턴 스트리트 보행자 다리(South 

Washington Street Pedestrian Bridge)에서 빙엄턴 소재 펜실베이니아 

애비뉴(Pennsylvania Avenue) 및 베스탈 애비뉴(Vestal Avenue)의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 트레일 구간을 만드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콘클린 애비뉴(Conklin Avenue), 사우스 워싱턴 

스트리트(South Washington Street), 434번 도로(Route 434) 인터체인지 및 



펜실베이니아 애비뉴(Pennsylvania Avenue)의 대단히 중요한 교차로 안전이 개선될 

것입니다. 횡단시설의 거리를 줄여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게 만들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바로 이용하기 쉽게 만듭니다. 이 그린웨이(Greenway) 공사 

단계를 통해 또한 펜실베니아 애비뉴 브리지(Pennsylvania Avenue Bridge) 상의 434번 

도로(Route 434)를 가로지르는 횡단시설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빙엄턴과 베스탈의 펜실베이니아 애비뉴(Pennsylvania Avenue) 및 

434번 주도(State Route 434)를 따라 움직이는 차량 통행으로부터 보행자와 자전거를 

분리하는 다용도 트레일을 만들어서 안전성, 연결성, 접근성 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운전자에게 횡단 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을 경고하기 위해 네 개의 빠르게 깜빡이는 

직사각형 플래쉬 신호등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행자가 버튼을 누를 경우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출현을 알리기 위해 황색 신호등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깜박거리게 됩니다. 

 

이 새로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트레일은 브룸 카운티 및 티오가 카운티의 다용도 

트레일 네트워크인 투 리버스 그린웨이(Two Rivers Greenway)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첫 단계 공사는 내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의 두 번째 단계 공사는 빙엄턴 

유니버시티(Binghamton University)에 인접한 머레이 힐 로드(Murray Hill Road)까지 이 

트레일을 확장하게 됩니다. 2018년 후반기에 입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학이 현재 

이 그린웨이(Greenway) 상에서 공사 중인 계획된 다른 트레일과 함께 결합되어 

베스탈의 번 힐 로드(Bunn Hill Road)까지 확장될 것입니다. 

 

434번 도로 그린웨이(Route 434 Greenway)/363번 도로 게이트웨이(Route 363 

Gateway) 다단계 프로젝트의 나머지 공사는 2020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게이트웨이(Gateway) 프로젝트를 통해 81번 주간고속도로(I-81) 및 88번 

주간고속도로(I-88) / 7번 뉴욕주도(NYS Route 7) 회랑 지대에서 오는 교통량을 위해 

빙엄턴시에 새로운 게이트웨이 고속도로를 제공하도록 빙엄턴의 363번 도로(Route 

363) 회랑 지대를 프레드릭 스트리트(Frederick Street)부터 워싱턴 

스트리트(Washington Street)까지 변형시킬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서스쿼해나 

리버(Susquehanna River)를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추가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빙엄턴 다운타운을 363번 뉴욕주도 회랑 지대(NYS Route 363 

Corridor)에 보다 손쉽게 연결할 것입니다. 

 

별도의 자전거 및 보행자 편의 시설과 강으로 접근하기 쉽게 만든 진입로는 363번 도로 

게이트웨이(Route 363 Gateway)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또한 교차로 

또는 로터리 개선,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몇 곳의 교량을 제거하는 공사를 비롯하여 기타 전략적인 도로 

개선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교통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Matthew J. Drisco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은 교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 새로운 트레일은 빙엄턴 지역의 경제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지사님의 리더십에 따라 저희는 안전을 강화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보행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운타운의 사업체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Fred Aksha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이 우리가 추구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 주민과 그 가족들을 위해 안전한 교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빙엄턴 다운타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공유된 통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빙엄턴 다운타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자산이 될 것입니다.” 

 

Donna Lupardo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 유니버시티 

(Binghamton University)는 시내에 거주하면서 캠퍼스로 통학하는 수많은 학생들을 통해 

빙엄 턴 다운타운 지역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보행자와 자전거에 보다 친화적인 지역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길을 만들 것입니다. 저는 서던 

티어에서 진행 중에 있는 주지사님의 지원에 대해 주지사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Jason Garnar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의 남쪽 지역을 

다운타운 지역에 연결할 경우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챙기면서 수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빙엄턴시의 Richard C. David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빙엄턴 다운타운과 빙엄턴 

유니버시티(Binghamton University)는 서던 티어의 새로운 다용도 트레일 네트워크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그린웨이 프로젝트(greenway project)는 

대안 교통수단을 홍보하고, 우리 이웃 지역에서 새로운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대학교와 시정부 간에 유대감이 싹트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는 빙엄턴시의 

혁신적인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해주신 Cuomo 주지사님, Driscoll 커미셔너님, Jack 

Williams 지역 사무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 촉진 

오늘의 발표와 그린웨이/게이트웨이 프로젝트(Greenway/Gateway project) 상에 예정된 

미래의 업무를 통해 강력한 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이 지역의 종합적 

청사진인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보완합니다. 뉴욕주는 이미 

2012년 이래로 이 지역에 3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뛰어난 인력을 유치하고 사업을 

성장시키고 혁신을 이끌어내는 계획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오늘날 실업률은 대공황 이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에 이르렀으며, 개인과 기업의 소득세가 낮아지고, 기업들은 성장 

및 투자의 근거지로 서던 티어 같은 곳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2015년 Cuomo 주지사가 발표한 뉴욕 업스테이트 활성화 계획(Upstate 

Revitalization Initiative)이 제공하는 5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서던 티어 부흥(Southern 

Tier Soaring)”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주에서 제공된 5억 달러의 투자금은 민간 

사업체들이 2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도록 장려할 것이며, 발표된 바에 의할 때, 이 

지역은 10,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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